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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Q: 청구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A: 청구 신청이란 사고로 인한 손실,개인상해 또는 손해 보상 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Q: 어떤 법이 청구 신청 절차를 규제하고 있나요?   
A: 청구 신청 절차는 워싱턴주법 워싱턴 개정법(RCW) 4.96.020 와 시애틀 지방자치체법 5.24.005를 
따르고 있습니다. 
 
Q: 청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주 청구제기 시효기간 안에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구의 종류에 따라 시효기간이 다릅니다. RCW 
4.16.160 참조. 
 
Q: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래도 청구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손실, 개인상해 또는 손해가 발생한 이유가 시애틀 시정부 때문이라고 생각되면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시애틀 시정부를 상대로 청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서를 다운받아 출력하거나, 전화를 걸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Office of the City Clerk 
(서무과)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집어올 수도 있습니다.  

청구 신청서 출력  신청서 요청:  신청서 픽업: 
www.seattle.gov/riskmanagement  206-684-8213 

 

City Hall    
Office of the City Clerk, Floor 3 
600 4th Avenue, Seattle  

 
Q: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청구 신청서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입해야 함 
 

1. 신청인 이름과 주소,  

2. 청구 관련 사고의 발행 일자와 위치,  

3. 시정부의 과실 또는 부작위,  

4. 시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5. 목격자,  

6. 개인상해 또는 손해의 자세한 내용, 그리고 

7. 청구 금액 

청구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Q: 그밖에 다른 문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A: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등을 사진이나 도면 등과 함께 첨부하면 청구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문서들은 시정부의 재산이 되고 또한 공공 기록이 됩니다. 
 
Q: 청구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되나요?  
A: 시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City Clerk(서무과)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편 주소: 거리 주소: 
Office of the City Clerk 
PO Box 94728 
Seattle WA 98124-4728 

City Hall, Office of the City Clerk, Floor 3 
600 4th Avenue 
Seattle WA 9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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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출된 청구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신청서는 City Clerk(서무과)에 제출된 그 다음 영엉일에 시정부의 Risk Management Office 
(위험관리부)로 보내집니다. 청구서 제출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손해 사정인이 제출한 청구 
내용을 조사할 것입니다. 해결방법으로 시정부는: 
 

1. 돈을 지불한다,  
2. 돈을 제 삼자에게 대신 지급한다 또는  
3. 시정부의 과실 증거가 없을 때는 신청을 기각한다. 

Q: 손해 사정인이 내게 언제 연락하나요? 
A: 손해 사정인은 보통 사건 담당 후 2-3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당신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담당 사정인은 
청구 번호를 지정하고 조사에 필요한 그밖에 다른 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Q: 조사를 마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청구 신청을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청구 신청을 해결하는데 평균 60일정도 
걸립니다.  

Q: 청구 신청을 평가할 때 주로 무엇을 고려합니까? 
A: 청구 신청을 평가하는데 고려하는 사항들은  

1. 주장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내용, 

2. 적용법,  

3. 시애틀 시정부가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4. 그 때 상황에서 신청인의 역할, 그리고 

5. 주장하는 손해의 성격과 그 정도  

Q: 본인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의료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A: 모든 의료비는 부상당한 사람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시애틀 시정부의 과실로 부상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어떠한 환경이었나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의료비 보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정부는 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Q: 본인의 차량이 크게 파괴되었거나 운전하기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렌트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청구가 신청되고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는 시애틀 시정부가 렌터카 비용 지급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렌트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승인 하기 전에 손해 사정인이 누가 잘못인가 조사를 먼저 
완료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승인이 나오기 전에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하셨으면, 당신이 렌터카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Q: 청구 신청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 손해 사정인에게 전화하십시오. 사정인의 직통 전화번호가 없으면 시정부의  
Risk Management Office (위험관리부)에 전화하여 알아보십시오. 번호 206- 684-8213. 
 
Q: 통역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애틀 시정부의 고객 서비스부로 전화 하십시오. 전화 206-684-2489 (TDD/TTY: 206-615-0476).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